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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선거연구] ⓵ 종합판세: 단일화 변수와 더불어민주당의 약점 
서울, 여론 조사에서 동률이면 실제 투표에선 야권이 우세
KBS·한국리서치 서울/부산 보궐선거 서베이(3.8-9, 각 800명) 추가 분석(feat. 한국일보/한국리서치 2월 조사)

2021.3.13. 

정한울(한국리서치 전문위원)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선거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

터 분석을 통해 민심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의 여론이 한국정치사회에 미칠 함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호는 KBS·한국리서치가 서울과 부산에서 3월8-9일까지 실시한 보궐선거 여론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론으로 본 단일화 변수와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을 살펴본다. 다음 호는 야권 지지율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 

1. 가상대결 : 단일화 시 안철수 우세, 박영선-오세훈은 오차범위,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우위

❶ 현 구도에서의 판세: 서울 박영선, 부산 박형준 오차범위 넘어 1위

Ÿ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3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5.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4.0%,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4%로 박영선 후보가 앞서고, 부산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 박형

준 후보가 40.9%, 김영춘 후보가 27.1%로 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다. 

   

[그림1] 서울 3자 가상대결**  [그림2] 부산 양자 가상대결** 

주**: 95% 신뢰수준에서의 유의함. 각 막대그래프 상단의 오차막대는 해당 비율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의미1) 
KBS·한국리서치(2021.3.8.-9)

1) 각 후보의 지지율이 100번 표본을 추출하면 95번 정도, 오차막대 구간(신뢰구간) 내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미다. 신
뢰구간은 추정치±오차의 한계(=1.96*S.E. 표준오차)로 산출. 두 후보의 신뢰구간이 겹친다는 것은 본 표본조사에서
의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에서 발생한 차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그 우열을 가
릴 수 없다는 의미이지 해당 결과에서 나타난 우열이 실제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 -

❷ 서울, 단일화 시 경쟁력 : 박·오는 오차범위 내 접전, 안철수는 오차범위 밖 우위

Ÿ 단일화에서 성공하여 양자 대결이 진행될 경우 박영선 후보의 우위 현상은 사라진다. 오세훈 후보로 단일

화할 경우 오 후보 44.3%[40.8%, 47.7%],  박영선 후보는 39.5%[36.2%, 42.9%]로 오 후보가 앞선 결과이

나 신뢰구간이 겹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없다. 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안

철수 후보는 44.9%[41.5%, 48.3%], 박영선 후보는 37.0%[33.7%, 40.4%]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하한범위

가 박영선 후보 지지율의 상한범위를 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KBS·한국리서치(2021.3.8.-9)

[표1] 3월 양자 시 신뢰구간

빈도 열 N %
신뢰구간

95.0% 하한 CL 95.0% 상한 CL

박영선 대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316 39.5 36.2 42.9
국민의힘 오세훈 354 44.3 40.8 47.7
기타 후보 18 2.3 1.4 3.5
적합한 후보가 없다 73 9.1 7.3 11.3
모름/무응답 39 4.9 3.5 6.5

박영선 대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96 37.0 33.7 40.4
국민의당 안철수 359 44.9 41.5 48.3
기타 후보 22 2.8 1.8 4.1
적합한 후보가 없다 80 10.0 8.1 12.2
모름/무응답 43 5.4 4.0 7.1

주**: 95% 신뢰수준에서의 유의함. 각 막대그래프 상단의 오차막대는 해당 비율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의미
KBS·한국리서치(2021.3.8.-9)

❸ 2월 시점 대비: 박영선 대 안철수 격차, 오차범위 내(2월) ==> 오차범위 밖 격차(3월)

Ÿ 한달 전인 2월 4-6일에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800명 서울시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표2, 3)와 비교

해보면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경우 가상대결 구도는 유지되는 양상이다. 지난 2월 조사에서 3자 

대결 시 박영선 37.0%, 안철수 후보는 29.6%, 오세훈 후보는 19.0%에 그쳤다. 2월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 39.2% vs. 안철수 후보 46.0%로 6.8%p 격차가 있었지만 오차범

위 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7.9%p)를 벌렸다(표2). 

[그림3] 서울 양자 대결: 박영선 대 오세훈 [그림4] 서울 양자 대결: 박영선 대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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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세훈 후보는 2월 조사와 3월 조사에서 3자 대결에서는 19.0%→24.0%(5%p),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대결

의 경우 2월 조사에서는 박 40.8% vs 오 41.8%로 1%p 차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4.8%p 차이로 다소 늘

어났다.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에서의 오세훈 후보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라는 점에서 단순 수치만으

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Ÿ 본 조사와 2월 조사와의 수치 차이가 단순한 표본오차에 불과한 것인지, 후보 선출 이후 상승의 조짐을 

보여주는 전조일지 이후 조사 결과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대목이다. 안철수 후보와 박영선 후보 양자대

결 지지율 격차가 시간이 지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 안철수 후보의 우위를 분명히 한 것처럼 만약 이

번 조사에서의 오 후보 지지율의 상승이 실제 변동의 조짐 넘어 더 큰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2월 조사에서의 3자 및 양자대결 결과(%)

가상 대결 빈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기타
후보

투표할 
후보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3자 
박영선 vs 오세훈 

vs 안철수
(800) 37.0 19.0 29.6 6.6 1.7 6.1 100.0

양자 
대결

박영선 vs 오세훈 (800) 40.8 41.8 9.0 1.9 6.6 100.0

박영선 vs 안철수 (800) 39.2 46.0 7.4 2.2 5.1 100.0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21.2.4.-6)

[표3] 2월 조사에서의 양자 대결 시 신뢰구간(%)

빈도 열 N %
신뢰구간

95.0% 하한 CL 95.0% 상한 CL

박영선 대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326 40.8 37.4 44.2
국민의힘 오세훈 335 41.8 38.5 45.3
기타 후보 72 9.0 7.2 11.1
투표할 후보가 없다 15 1.9 1.1 3.0
모름/무응답 53 6.6 5.1 8.5

박영선 대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314 39.2 35.9 42.7
국민의당 안철수 368 46.0 42.6 49.5
기타 후보 59 7.4 5.7 9.3
투표할 후보가 없다 18 2.2 1.4 3.5
모름/무응답 41 5.1 3.8 6.8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21.2.4.-6)

2. 서울 최대 변수: 단일화, 오세훈 38.4% vs. 안철수 38.3% 팽팽

야권 단일후보 선호도(누가 되는 것이 좋은가?)를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 38.4%, 안철수 후보 38.3%로 초박
빙의 여론을 보이고 있다.

❶ 안철수 후보의 강점: 중도/무당파 층에서의 지지 ==>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 우위 

Ÿ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념적 중도층과, 국민의당 지지층은 물론 무당파 층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오세훈 후보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95% 신뢰수준). 국민의힘 지

지층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은 59.9%에 그쳤고, 34.3%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지

지층에서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73.2%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지지율에 비해 이탈이 적고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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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강점이다. 확실히 확장성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위가 

확인된다(표4). 

❷ 오세훈 후보의 강점: 적극적 투표 의사층과 강세+범여권 지지층에서의 (전략적?) 지지  

¨ 오세훈 지지층의 강한 적극적 투표 의향

Ÿ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확장성에서 뒤지고 자당 지지층에서의 지지 이탈 비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당세

가 국민의당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사층에서 오세훈 후보 

선호도가 42.1%로 안철수 후보 선호도 36.3%를 앞서고 있다. 이 차이는 신뢰구간이 겹치는 오차범위 내

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보다 오세훈 후보 지지층의 투표 결집도(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수를 

늘리거나 향후 조사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일관되게 반복될 경우 오세훈 후보의 강점이라 해석해도 무방

할 것이다(표4). 

¨ 여권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 경쟁력 고려한 전략적 선택인가? 안 후보에 대한 혐오일까? 

Ÿ 정당 지지층 중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여당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과 관련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6~11%p 가량 높은데 이러한 차이가 실제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야권 단일후보 예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진보층에서도 4%p가량 오세훈 후보 지지가 높다.2) 

Ÿ 범여권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보다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지난 2012년 대선과 2016

년 분당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둘

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과 무관하게 현재까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와 상대했으면 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 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

로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2) 성, 연령, 이념, 정당지지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도 대비 진보층일수록 오세훈 후보를 지지
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보층과 보수층 간의 선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당지지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국민의힘 지지자 간 선호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대비 
정의당 지지자, 국민의당 지지자, 무당파는 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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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이념성향/지지정당/투표의향 별 야권 단일후보 선호도(%) 

전체 (800)

단일 후보 선호도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없음 모름/무응답 소계

38.4 38.3 5.1 18.3 100.0

이념성향

진보 34.0 30.3 9.0 26.6 100.0
중도 31.9 46.7 5.6 15.9 100.0
보수 51.1 39.4 0.4 9.1 100.0
모름/무응답 36.4 27.3 5.5 30.9 100.0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36.0 30.3 7.7 26.1 100.0
국민의힘 59.9 34.3 1.0 4.8 100.0
정의당 27.5 47.5 7.5 17.5 100.0
국민의당 26.8 73.2 .0 .0 100.0
열린민주당 37.0 25.9 14.8 22.2 100.0
기타정당 26.7 33.3 13.3 26.7 100.0
무당파층 25.4 45.5 4.8 24.4 100.0

투표 의향
기권(투표하지 않겠다) 35.3 29.4 17.6 17.6 100.0
미정층(그 때 가봐야/모름) 26.1 42.0 4.5 27.3 100.0
소극적 투표 의사층(아마도 투표) 29.3 46.6 6.9 17.2 100.0
적극적 투표 의사층(반드시 투표) 42.1 36.3 4.5 17.1 100.0

주**: 95% 신뢰수준에서의 유의함. 각 막대그래프 상단의 오차막대는 해당 비율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의미
KBS·한국리서치(2021.3.8.-9)

❸ 단일화 경선 룰이 변수 : “문구(적합도 대 경쟁력)”나 “당명 여부”보다 “조사 대상” 효과 주목해야

¨ 경선 여론조사 대상 선정에 따라 승자의 얼굴 바뀔 수 있다 

Ÿ 현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방안에 대한 협상에서 토론회 형식과 회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의 (1) 문구 (적합도 대 경쟁력) (2) 정당 명 표기 여부 등의 쟁점이 불거지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느냐,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느냐 등도 쟁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Ÿ 사실 이번 국민의힘 서울 보궐선거 후보 선출 방법으로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전체 유권자 대상으로 확대

(즉 상대당 지지자도 포함)하기 전까지는 당내 경선이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방식은 조사 

대상을 대체로 이해당사자 소속정당 지지자 및 무당파를 선별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Ÿ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정당 지지자별 선호하는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문구나 정당표기 

여부 보다 조사 대상에 상대당 지지층을 포함하느냐 아니냐 여부가  최종 단일 후보 선정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당 지지층 특히 여당 지지층의 선택이 반영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즉, 전

통적인 방식대로 양당 지지자와 무당파에게만 참여기회를 제공할 것인가가 야권 단일후보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3) 최근 조사에서 단일후보 판단 기준으로 적합도로 묻느냐, 경쟁력으로 묻느냐에 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양 
후보 간 우열순서가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본 조사에서는 “누가 야권단일후보로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 즉 선
호도로 질문한 결과이다(SBS-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가 3월 5일 실시한 “범야권 단일화, 적합도냐, 경쟁력이냐...팽
팽”(2021/03/05). 주목할 점은 안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경우 단일후보 기호에 대한 질문에서 “2번으로 출마 vs 4번
으로 출마”로 질문할 경우에는 2번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많지만(SBS 조사), 본 조사처럼 “국민의당으로 
출마 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로 질문할 경우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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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국민대상 경선 조사(안)→오세훈, 국민의힘+국민의당+무당파 대상 경선 조사(안)→안철수 유리할 듯

Ÿ 현재 전체 유권자로 개방할 경우 범여권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오세훈 후보가 득을 볼 

수 있으며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당 지지자와 무당파층만을 경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 

Ÿ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간단히 확인해봐도 야권 단일후보 “선호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동일조사 결과라

도 (1안) 전체 국민대상(상대당 지지층 포함) (2안) 전통적인 방식처럼 양 후보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파만 대상으로 할 경우 승자는 바뀌게 된다. 

Ÿ 1안으로 조사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세훈 후보가 38.4%(307명), 안철수 후보가 38.3%(306명)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지만, 본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타정당 지지층의 선택을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무당파 층의 응답만을 가지고 합산할 경우 오세훈 후보 41.1%(188명), 안

철수 후보 42.9%(196명)으로 1위가 뒤바뀐다. 오차범위 내 수치로 순위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동전 던지

기로 후보를 결정한 것과 같은 의미다(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 의사결정의 문제 대해서는 정한울 

2016.“외주 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를 참조할 것).

     
[표5] 단일화 시민조사의 조사 대상 기준별 단일화 승자 변동  

단일화 1안: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 단일화 2안: 양당 지지층+무당파 여론조사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없음
모름

무응답
소계(명)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없음
모름/무
응답

소계

지
지
정
당

더불어민주당 94 79 20 68 261 - - - - -
국민의힘** 124 71 2 10 207 124 71 2 10 207
정의당 11 19 3 7 40 - - - - -
국민의당** 11 30 0 0 41 11 30 0 0 41
열린민주당 10 7 4 6 27 - - - - -
기타정당 4 5 2 4 15 - - - - -
무당파층** 53 95 10 51 209 53 95 10 51 209

결과
빈도수(명) 307 306 41 146 800 188 196 12 61 457
최종 
지지율(%) 38.4 38.3 5.1 18.3 100.0 41.1 42.9 2.6 13.3 100.0

KBS·한국리서치(2021.3.8.-9)

3. 빨간 불 켜진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이상의 약점

❶ 2020년 총선부터 시작된 선거 구도의 전환: 여당 지지층 균열의 시작?

¨ 2020년 총선, 180석 압승의 이면: 보수의 복원 조짐, 전국 여야 득표 격차 급감, PK의 복원

Ÿ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대선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큰 승리(1, 2위 간 557만여표 차)이기는 했지

만, 단독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야권 후보인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대등한 상황

이었다. 그러나 취임후 기대감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은 전국 득표를 보면 단독 과반을 넘으며 명실상부한 여당우위의 정치구도의 등장을 가져왔다(선거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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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정리할 계획이다).  

Ÿ 2020총선 결과는 의석 분포만 보면 180석의 여당 압승으로 여당 우위의 정치구도를 공고히 한 듯하지만, 

전국 득표수와 득표율의 변화를 보면 최종 전국 지역구 투표 득표율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p(더불어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4%) 차이에 불과했고 실제 1-2위 정당 간의 득표 차이는 244만여 표로 이

전 대선과 지선에서 557만~631만여 표 차이가 벌어졌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서울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53.5%(304만여 표), 미래통합당 41.9%(238만여 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여유 

있게 앞섰지만, 부산의 경우는 이미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44.1%(833만여 표), 미래통합당 

52.8%(998만여 표)로 역전하면서 보수 복원의 시작을 알렸다.

[표6] 2017년 대선/2018년 지선/2020년 총선에서의 후보/정당의 득표 수와 득표율 격차 감소: 전국/서울/부산 
비교4)

(1) 전국 투표 수

득표 수 기준 득표율(%)

문재인-더민
주-더민주

(지역)

홍준표-자한
-미래통합

(지역)

안철수- 
바른미래-

국민
(비례)

1-2위 표차

문재인-
더민주-
더민주
(지역)

홍준표- 
자한-미
래통합
(지역)

안철수- 
바른미래

-국민
(비례)

2017년 
대선 32,672,175 13,423,800        

7,852,849 6,998,342 5,570,951 41.1 24.0 21.4

2018년 
지방 25,336,595 14,191,438 7,884,768 1,912,643 6,306,670 56.0 31.1 7.5

2020년 
총선 28,655,108 14,308,873 11,867,250 1,896,719 2,441,623 49.9 41.4 　

(2) 서울 투표 수

득표 수 기준 득표율(%)

문재인-박원
순-더민주

(지역)

홍준표-김문
수-미래통합 

(지역)

안철수-안
철수-국민

(비례)
1-2위 표차

문재인-
박원순-
더민주
(지역)

홍준표-
김문수-
미래통합
(지역)

안철수-
안철수-

국민 
(비례)

2017년 
대선 6,568,917 2,781,345 1,365,285 1,492,767 1,288,578 42.3 20.8 22.7

2018년 
지방 4,961,872 2,619,497 1,158,487 970,374 1,461,010 52.8 23.3 19.6

2020년 
총선 5,696,056 3,049,272 2,386,630 459,479 662,642 53.5 41.9 　

(3) 부산 투표 수

득표 수 기준 득표율(%)

문재인-오거
돈-더민주

(지역)

홍준표-서병
수-미래통합 

(지역)

안철수-이
성권-국민

(비례)
1-2위 표차

문재인-
박원순-
더민주
(지역)

홍준표-
김문수-
미래통합
(지역)

안철수- 
이성권- 

국민
(비례)

2017년 
대선 2,252,709 872,127 720,484 378,907 151,643 38.7 32.0 16.8

2018년 
지방 1,702,796 940,469 632,806 67,502 307,663 55.2 37.2 4.0

2020년 
총선 1,891,656 833,552 998,731 118,570 -165,179 44.1 52.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궐선거, 선거구도의 재편 가능성 커져: 여당 우위의 구도에서 심판론으로 무게 중심 이동 중

Ÿ 2020년 총선에서 심판론에 의존한 야당의 관성적 대응으로 오히려 야당심판론을 유발하며 여당은 압승을 

거두고, 야당은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당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층의 복원 가능성을 확

인하며 2021년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보궐선거는 여권이 2017년 대선에서 2020년 총선까지 지

4) 2020년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수치는 지역구 투표 기준인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를 위해 비례투표 지지율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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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압승 구도 이면의 지지기반 균열 조짐을 봉합하고 지금까지의 진보우위 구도를 되살릴 것인지, 아니

면 야권이 2020년 총선에서 보여준 보수 복원의 가능성을 정치 및 선거 구도의 재편으로 이끌 것인지 첨

예하게 대립하는 장이다. 

Ÿ 현재까지의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여당이 앞서지만(다시 말해 보수정당 스스로 정

당 지지기반이 재편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여당 스스로 견제 심판여론을 강화시키면서 

탄핵 이후 처음으로 야당이 최소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최

근 발표되고 있는 전국 조사 결과들을 보면 2020년 총선 이후 하반기를 거치면서 야당 심판론이 앞섰던 

이전 선거들과 달리 정권심판론이 균형 속 우세한 국면이다(NBS 전국지표조사, 한국갤럽 리포트). 서울시

장 보궐선거 투표구도를 보면 2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3월 KBS·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국정 안정 

위해 여당 후보 찍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정부심판 위해 야당 후보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

율이 우세했다(2월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였지만, 3월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의 유의한 격차였다). 이러

한 경향은 한국리서치 이외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5)  

[그림5]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정론 대 심판론(서울시민 각 800명: %)

KBS·한국리서치(2021.3.8.-9); 한국일보·한국리서치(2021.2.4.-6)

❷ 여당 지지층의 균열1: 잔류 민주층’과 ‘이탈민주층’ 분화 ==> 이탈민주의 투표 이탈6)

¨ 21대 총선 여야 득표율의 차이가 9%p로 감소한 이유

Ÿ 현재의 표면적인 여론분포보다 실제투표 결과에서는 여야 지지율 격차가 커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대 총선 결과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구에

5) 3월5-6일 실시한 중앙일보·입소스 서울 조사에서도 정권안정론 38.1%, 정권심판론 49.9%로 오차범위 밖의 격차가 
확인 되었다(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103/FILE_202103070845125970.pdf.htm).  

6) 필자는 지난 2016년 촛불이후 치러진 선거의 경우 과거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린 40% 전후의 콘크리트 새누리당 
지지층 중 탄핵 이후에도 보수정당 지지에 잔류하고 있는 ‘잔류 보수(remaining conservative: RC)’와 다른 정당 지
지나 무당파로 이탈한 ‘이탈 보수(swing conservative: SC)’를 중심으로 선거 구도 분석을 해왔다. 이번 선거부터는 
정치구도 분석의 다른 한 축으로 촛불 이후 형성된 40% 안팎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여전히 민주당 지지를 유
지하는 ‘잔류민주당 지지층(remaining democrats: RD)’과  이탈한 ‘이탈민주층(swing democrats: SD)’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층에서는  ① 기존 정당 지지에서 다른 정당 지지로 교체한‘전향/개종(conversion)’ 층과  
② 무당파로 이동한 ‘탈동원(demobilization)’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Lewis-Beck et al. 2008; Kang and Jeong 
2019; 정한울 2020).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103/FILE_202103070845125970.pdf.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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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을 대체로 13~15%p 

일관된 우위를 보이며 여당의 승리가 점쳐졌고, 실제 의석에서 여권이 180석을 확보하는 유례없는 대승으

로 이어졌다. 

Ÿ 정착 투표함에 담긴 표심을 보면 다수제 효과로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보다 

표차가 크게 줄거나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들이 주목을 받았고, 앞서 살펴본 대로 양당 득표수는 전

국적으로 244만여표, 득표율로 9%p 차로 좁혀졌다. 이를 의석수 아닌 득표수에서 나타난 보수정당의 선

전을 “샤이 보수”(여론조사가 포착하지 못하는 보수지지 표의 결집)의 결과로 보는 입장도 등장했다.7) 

¨ ‘샤이 보수’ 탓일까? 

Ÿ 그러나 당시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수정당 지지층의 강한 투표 결집이 이전 선거보다 강해질 것(가령 

미래통합당 지지자와 보수층에서 적극적 투표의향 비율이 높았다)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또한 

미래통합당 역시 이전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공공연하게 내세울 정도의 사회

적 분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정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속마음을 감출만큼의 사회적 압력은 컸

다고 보기 어렵다. 

Ÿ 또한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세대별 지역구 총선투표를 보면 사전 여론조사 들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20

대~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비율(56~65%)이 가 60대 이상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

비율(60%) 수준을 넘어섰고, 과거 보수성향이 강했던 50대에서 조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비율이 우위

를 보였다. 심지어 비례투표에서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지율은 60대 이상에서만 과반을 넘는 54%의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세대에서는 20~34% 지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Ÿ 고령화로 6070세대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21대 총선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의 27.3%(1,202만 표)

에 불과하고 18세~49세까지 유권자 비중은 무려 53.0%(2,331만 표)인 상황에서 세대별 투표에서 보이는 

2040세대의 압도적인 여당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양당 지지율 격차를 9%p 수준으로 좁힌 요인으로 보기에

는“샤이 보수”의 사이즈가 초라해보인다. 

[그림6] 세대별 21대 총선 지역구/비례투표: 방송3사 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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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더시민 정의 열린민주 국민 기타

 자료: 21대 총선 방송3사 KEP 출구조사(2020)

7) “민주당 압승 21대 총선, 또 다른 승자는 여론조사?” 미디어오늘 (2020/04/16) 등이 대표적인 기사인데 표본의 대표
성 갖춘 ‘안심번호’ 도입으로 20대 총선보다는 정확도가 증가했지만,“숨어 있던 미래통합당 지지층 예측은 실패했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10 -

¨ 2040세대, 정부여당 지지층의 균열: 이탈민주층의 투표 불참(탈동원)에 주목해야

Ÿ 샤이보수 아닌 기존의 지지층 중 여당 지지를 표출한 전류 주당층과 이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것에

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선관위가 2017년 발표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 과 2020년 11월에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를 보면 실제로 여당 지지세가 강했

던 2050세대(특히 2030 젊은 세대) 투표율이 6070세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그림7).28) 

Ÿ 2017년 대선에서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이하(19-20세)부터 50대까지 74.2%~78.6%로 60대 이상 투표율 

79.1%(60대 84.1%, 70대 81.8%, 80대 이상 56.2% 합산)과 대등한 결과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총선에

서는 반대로 60대 이상의 경우 74.8%(60대 80.0%, 70대 768.5%, 80대 이상 51.0%)로 대선에 비해 약 

4.2%p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여당 지지의 우위를 보인 20대에서 50대까지는 투표율 하락 폭이 컸다(20

대 이하 –16.2%p, 30대 –17.1%p, 40대 -11.4%p, 50대 –7.4p). 특히 2030세대는 57.1~58.7%로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정부여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도 투표율 63.5%에 불과했다. 반면 60대는 80.0%, 70대도 

78.5%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Ÿ 2040세대의 투표율 하락이 여당의 승리에 낙관한 “결집도의 이완”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되어 왔다.9) 과

연 2040세대의 투표 이탈을 단순히 여당 승리를 낙관한 결집도의 이완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필자는 2040세대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이 단순한 경각심의 이완이라기 보다는 소득주도 성장 논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조국장관 논란, 총선 전 검찰개혁 1차 갈등, 위성정당 논란 등의 과

정에서 40%대를 상회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를 유지하는 잔류민주당 층과 정부여당에 실망한 

이탈민주층(특히 탄핵과정에서 유입된 중도 보수성향의 신민주당 지지층)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Ÿ 야당의 자성과 혁신이 답보를 거듭해온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실망과 이탈이 다른 정당에 대

한 지지로 교체되는‘정치적 전향/개종(conversion)’으로 귀결되지 못하고(따라서 정당 지지율의 역전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지지 유보나 투표 이탈로 탈동원된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Lewis-Beck et al. 

2008). 

[그림7] 중앙선관위 발표,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의 세대별 투표율 변화: 20대~70대까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분석>(2017),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2020)

8)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20대 이하의 수치는 18-19세의 투표율을 20대의 투표율과 합산하여 
재계산(19대 대선에서는 19-29세, 21대 총선에서는 18-29세)했고, 60대 이상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투표율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수치이다.

9) “4.15 총선, 60대 투표율 80% 찍고도 보수정당 완패했다.”(한국일보, 2020/11/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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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지층의 이탈 현상, 보궐선거에서도 지속될 전망  

Ÿ 향후 실증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2040 여당 지지기반에서의 지지율 

하락 현상이 단순한 경각심과 결집도의 이완이라면 여당 입장에서 현재의 보궐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당의 

열세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태도는 유례없는 선거 직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역대 유례없는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대책 논란, 추·윤 갈등이 본격

화되기 이전부터 급락했다는 것은 기존의 대통령 지지층과 여당 지지층의 이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Ÿ 현재의 구도대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의 투표결집 이완현상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재현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 경합지인 서울의 세대별 투표의향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

는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86.4%로 가장 높았고, 50대도 81.4%로 높은 수준이었

다. 반면 20대의 경우 42.3%로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현 정부여당의 

핵심지지층인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70.7%, 76.6%로 보수성향이 강한 60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10)  

Ÿ 보다 직접적으로 서울과 부산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 적극적 투표의향층

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적극적 투표의향이 높았

다. 이는 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결집 이탈 현상이 보궐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야당 지지층의 심판을 위한 결집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 지지층의 균

열로 이탈한 집단(특히 2030세대)에서 투표 결집도가 하락하는 현상이 재현될 경우 현재 전체 국민대상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 결과는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8] 서울: 세대별 적극 투표의사층(%) 
[그림9] 양당 지지층에서의 적극적 투표의향층: 서울

과 부산(%) 
       

KBS·한국리서치(2021.3.8.-9)

10) 이러한 패턴은 한국일보·한국리서치 2월 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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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20대 남자 이어 20대 여성의 투표 불참의향 높아 

Ÿ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선거에서의 젊은 층의 투표율 상승은 20대 여성이 이끌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과거 탈정치적 성향이 강해 20대 초반 남자에 비해 기권이 많았지만, 이들은 2012년부

터 각종 선거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고, 20대 후반에서도 초반 세대보다는 격차는 크지 않지만 역

시 여성의 투표 참여가 전체 20대의 투표참여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진보 및 여당지

지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 상승이 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해왔다(천

관율·정한울 2019).

Ÿ 기성 세대와 대등한 투표참여를 보여주었던 2030세대가 이번 서울 보궐 선거에서 투표참여 의향이 약해

지는 현상은 2030 젊은 여성층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1]을 보면 18-34세 젊은 세대에서 

앞서 살펴본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 투표 의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세대의 여성도 적극적 

투표의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34세 남자의 경우 46.0%, 18-34세 여자의 

경우 56.2%인 반면 35세~49세, 50-64세,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남녀 공히 75%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의

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이번 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림10] 중앙선관위 발표, 20대 남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59.3 
56.4 

50.0 

40.9 

52.6 

62.6 

54.2 

40.4 

24.1 

39.0 

20 21대 총선16 20대 총선12 19대 총선08 18대 총선04 17대 총선

20대 전반

남자 여자

51.6 
47.3 

36.3 

23.4 

41.1 

62.4 

52.6 

39.5 

25.0 

45.6 

20 21대 총선16 20대 총선12 19대 총선08 18대 총선04 17대 총선

20 대 후반

남자 여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2004; 2008; 2012; 2016; 2020)

[그림11] 서울 보궐선거, 세대*연령별 적극적 투표의향 비율(%) 

KBS·한국리서치(20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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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여당 지지층의 균열2: 기존 지지층에서의 안정론 약화, 심판론으로 이탈 규모 커

Ÿ 지난 총선까지 지지층의 균열이 주로 정부여당 지지층의 투표이탈로 나타났다면 이번 보궐선거 및 차기 

대선에서는 정치적 태도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조국장관 임명, 윤미향 의원 논란, 미투 사

건 및 박 전 시장의 자살, 인국공 사태, 추윤갈등 등의 사안, 정책적으로는 부동산/민생 정책 및 최근 LH 

투기 의혹 사건 등에서 정부여당 지지층 내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해온 것이 이탈민주당 층으로 

하여금 현정부 여당의 재집권에 대한 지지를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정론에 대한 지지약

화와 심판론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젊은 세대, 정의당 지지층, 스윙(중도/무당파)에서 심판론 강화

지난 총선과 달라진 선거구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총선 한 달여를 남기고 3월1-2일 실시한 한국

일보·한국리서치 조사와 이번 서울시 조사의 “안정론 대 심판론” 응답결과 비교해본다(표7).11) 

Ÿ 세대 연합: 21대 총선 2050 안정론 vs. 60대+ 심판론 => 서울보선. 4050 안정론 vs. 2030+60대 심판론 

Ÿ 이념 연합: 21대 총선 진보+중도 안정론 vs. 보수 심판론 => 서울보선. 진보 안정론 vs. 중도+보수 심판론 

Ÿ 정당지지 연합: 총선 더민주+정의당 안정론 vs 미통+국민 심판론 => 서울. 더민주+(정의) vs. 미통+국민

+무당파 심판론  

¨ 누가 민주당 지지를 이탈(이탈 민주층)인가? 

Ÿ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56~62%가 국정안정론을 지지했던 2030세대의 분위기가 심판론으로 이동한 것

으로 보인다. 서울의 2030세대의 과반(48~50%) 정도가 심판론을 지지했고 안정론은 37~38% 수준에 그

쳤다. 아직 안정론이 우세한 4050세대에서 안정론 비율은 지난 총선에 미치지 못하고, 50대에서는 심판론

이 안정론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Ÿ 이념집단별로 중도층이 확실히 안정론에서 심판론 지지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중도+보수 연합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층에서도 지난 총선 조사에서는 84.1% 가 안정론을 지지하고 심판론으로 이

탈은 9.7%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70.1%만 안정론 지지를 표명했고, 20.9%나 심판론으

로 이탈했다. 보수층에서의 심판론의 강도도 훨씬 강해졌다.

Ÿ 지지정당별로 보면 무엇보다 정의당 지지층에서 정권안정론이 크게 약화된 점이 눈에 띈다. 21대 총선에

서는 정의당 지지자의 75.4%가 국정안정을 지원했지만 이번 서울의 정의당 지지자들은 50.0%만 안정론

을 지지했고 무려 42.5%는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당파층에서는 21

대 총선에서 안정 대 심판론이 대등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 무당파층의 경우 56.9%가 야당 후보

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11)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의 경우 전국 1,000명 조사라 본 서울시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나 당시 서
울 여론이 전국여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스윙지역 여론이고 전국여론 분포와 유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구조를 보는 데는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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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안정론과 심판론으로 본 21대 총선과 서울 보선의 선거 구도 변화: 세대/이념/정당지지별 선거 연합(%) 

KBS·한국리서치(2021.3.8.-9)

¨ 심판론 강화의 양대 요인: 정치적 요인(윤총장 사퇴 긍정평가 44.0%)과 민생요인(부동산 “잘못했다” 79.1%)

Ÿ 정권 안정론 대신 정권심판론이 강화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슈가 작용했지만, 본 조사 결과 데이터로 확인

해보면 윤석열 총장 사퇴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갈등에 대한 태도(적절하다 44.0%, 부적절하다 39.9%, 모

름 16.1%)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잘했다 16.3%, 잘못했다 79.1%, 모르겠다 4.6%)가 

안정론과 심판론 태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12) 

Ÿ 즉 윤총장 사퇴 시기와 방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층(적절했다 352명, 44.0%)에서 정권 심판론 지지가 

71.9%로 압도적인 반면, 사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319명, 39.9%)에서는 심판론 지지가 28.8%에 그

친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보궐선거 심판론 여부와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

된다. 긍정 평가하는 층 130명(16.3%)할수록 안정론을, 부정적인 층 633명(79.2%)일수록 심판론(59.4%)이 

강했다. 

12)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조건에서도 이들 변수가 선거구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보기 위해 심판론 여
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별첨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정당 지지와 윤총장 사퇴에 
대한 태도, 문대통령 국정 평가, 부동산 정책 평가 이슈가 심판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
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대비 국밈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무당파일수록 심판론을 찬성한다. 앞서 본대로 
정의당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지지층에서 탈피하여 정권심판론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이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총장 사퇴 방식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정권안정론 선호=심판론에 부정적(B부
호 -), 국정평가 및 부동산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안정론 반대=심판론 찬성(B 부로 +)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  

전국(1,000명, 21대 총선, 20년.3월 1-2일)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서울(800명, 21.3월 8-9일 보궐선거)
KBS·한국리서치

국정안정
을 위해 

여당 
후보 
지지

정권심판 
위해 
야당 
후보 
지지

모르겠다 합계

국정안정
을 위해 

여당 
후보 
지지

정권심판 
위해 
야당 
후보 
지지

모르겠다 합계

전체 52.8 37.5 9.7 100.0 40.4 48.9 10.8 100.0 

연
령

18-29세 56.4 30.2 13.4 100.0 37.8 48.1 14.1 100.0 

30-39세 62.2 25.3 12.5 100.0 37.1 50.0 12.9 100.0 

40-49세 64.7 26.5 8.7 100.0 51.0 40.0 9.0 100.0 

50-59세 55.2 38.5 6.3 100.0 47.6 43.4 9.0 100.0 

60세이상 34.4 56.8 8.7 100.0 32.2 58.4 9.3 100.0 

이
념 
성
향

진보 84.1 9.7 6.2 100.0 70.1 20.9 9.0 100.0 

중도 55.1 33.3 11.7 100.0 35.2 53.7 11.1 100.0 

보수 25.3 69.2 5.4 100.0 16.9 77.1 6.1 100.0 

지
지
정
당

더불어민주당 94.4 2.5 3.1 100.0  83.5 9.6 6.9 100.0 

미래통합/국민
의힘 3.9 91.8 4.3 100.0  6.3   90.8 2.9 100.0 

정의당 75.4 17.5 7.1 100.0 50.0 42.5 7.5 100.0 

국민의당 29.3 56.6 14.1 100.0  14.6 82.9 2.4 100.0 

무당파 33.8 37.6 28.6 100.0 19.1 56.9 23.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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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평가와 정권심판론(%)***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유의(p<0.01)
KBS·한국리서치(2021.3.8.-9)

[표9]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정권심판론(%)*** 

주***: 카이제곱 검정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유의(p<0.01)
KBS·한국리서치(2021.3.8.-9)

4. 맺으며

Ÿ 이상으로 3월 8-9일 실시한 KBS·한국리서치 보궐선거 서울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형성된 보궐

선거 여론의 판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상대결 조사 결과 3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박영선 후보가, 야

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Ÿ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야권 단일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중도/무당파 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오세훈 후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본 조사의 중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현상이 여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소위 역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대

한 반감의 결과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Ÿ 본 보고서는 동시에 2017년 대선~2020년 총선까지 형성된 여당 우위의 정치/선거 구도에 균열이 생기며 

심판론 우위의 새로운 정치/선거 구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도 전환은 정부여당에 불

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여당 우위를 뒷받침했던 젊은 세대의 경우 이미 20대 총선에서부터 

적지 않은 투표 이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진보/더불어민주당 지지

층/ 2030 여성층의 투표 결집이 약화되고 대신 보수/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 결집의 우위 현상이 본격

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는 투표 이탈 못지 않게 정부여당을 지지했던 집단에서 여전

히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잔류민주’층과 정권심판론으로 돌아선 ‘이탈민주’층으로의 균열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21대 총선에서 정권안정론을 뒷받침했던 2030세대, 중도/무당파층의 이탈이 두드러졌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위성정당 논란, 이후 페미니즘 이슈들을 중심으로 여당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정의당 

지지층에서 심판론이 확대된 것도 여당의 확장성 및 지지확대 노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Ÿ 이러한 심판론의 확산에는 정치적 요인과 민생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경제 이

교차분석
보궐 선거 구도 평가

전체
안정론 심판론 모름/무응답

윤석열 총장 사퇴 
평가

긍정 평가(352명) 25.0 71.9 3.1 100.0

부정 평가(319명) 61.4 28.8 9.7 100.0

모름(129명) 30.2 35.7 34.1 100.0

전체 (800명) 40.4 48.9 10.8 100.0

교차분석
보궐 선거 구도 평가

전체
안정론 심판론 모름/무응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긍정 평가(130명) 88.5 7.7 3.8 100.0

부정 평가(633명) 30.5 59.4 10.1 100.0

모름(37명) 40.5 13.5 45.9 100.0

전체 (800명) 40.4 48.9 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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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정치 이슈에 거부감이 큰 중도/무당파 층의 이탈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이 크게 작용했다면, 조국장관 이슈부터 최근 윤석열 총장 사퇴로 이어진 검찰개혁 이슈는 진보층 

및 여당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강화시키며 안정론 대신 심판론으로의 태도전환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

다. 

Ÿ 이러한 약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결과는 현재 보고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훨씬 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할 경우 실제 야권 단일 후보의 선거 득표율

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야 격차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를 비롯하여 대체로 최근 

판세 조사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될 경우 5~7%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실제로 

여당의 약점 요인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의 판세는 야권 단일후보가 여당 후보에 비해 10%p 내외의 우

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선거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해보니다. 이는 여당으로서 선거전망

이 불리하고 불투명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지난 총선 이후 현재까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재의 

선거구도로 악화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불리한 구도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Ÿ 그러나 그렇다고 여당의 약점이 반드시 선거의 패배로 직결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아직 여야간 캠페

인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특히 이번 선거 최대 변수인 야권의 최종 주자가 확정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심판론이 고조되면서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현재 야권 서울

시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

지율이 20% 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화에는 성공하더라도 2012년 대선에서처럼 단일후보는 선출하더라

도 양 후보의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해 선거에 패배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최감해왔다. 나아가 

단일화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아직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Ÿ 당장은 야권이 시민들의 기대를 강화하는 단일화 결심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

다. 그러나 단일화가 되더라도 야권은 야권대로 적지 않은 약점과 불안요인을 갖고 있는 듯하다. 2016년 

촛불과정과 그 이후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약점과 총선 이후 정부여당의 약점을 제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야권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권심판론에 기댄 반사이익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이것만으로 선거 및 정치구도의 변화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단일화 국면이 끝난 직후 발간될 예정인 2호 

보고서에서는 여론을 통해 단일화 이후 정국 변화를 예측하고, 이번 호에 이허 이번에는 야권의 불안요인

을 분석하기로 한다. 예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현재의 불리한 환

경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이 가능할지, 야권 역시 지난 수년간의 답보상태를 탈피할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시점이다.     

Ÿ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소속기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Ÿ 본 보고서 시리즈는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호는 의뢰기관

의 표기 원칙과 기존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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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단일후보 선호에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계수 +: 오 보다 안 선호, -: 안 보다 오 선호) 

종속변수: 단일후보 선호 1=안/0=오(기준) B S.E, Exp(B)
1 단계a 성 여성/남성 .132 .172 1.142

연령 30대/20대 .150 .283 1.162
40대/20대 .208 .279 1.232
50대/20대 -.423 .276 .655
60대/20대** -.566 .258 .568

이념 성향 중도/진보* .419 .235 1.520
보수/진보 .127 .260 1.136
모름/진보 .024 .406 1.025

정당 지지 국민의힘/더민주 -.310 .251 .734
정의당/더민주* .767 .422 2.153
국민의힘/더민주** 1.116 .403 3.053
열린민주/더민주 -.200 .528 .819
기타정당/더민주 .276 .701 1.317
무당파/더민주** .650 .247 1.916
상수항 -.252 .271 .777

*p<0.1, **p<0.05, ***p<0.01, n=613, Nagelkerke R2= .124

[별첨2] 보궐선거 정권심판론 찬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계수 +: 정권심판론 찬성, -: 정권심판론 반대) 

종속변수: 심판론 찬반, 1=심판론 찬성/0=반대(안정론/모름) B S.E, Exp(B)
1 단계a 성 여성/남성 -.245 .292 .783

연령 30대/20대 .346 .434 1.413
40대/20대 .442 .448 1.555
50대/20대 .187 .440 1.205
60대/20대* .841 .467 2.318

이념성향 중도/진보 .488 .361 1.628
보수/진보 .350 .426 1.419
모름/진보 -.247 .870 .781

정당 지지 국민의힘/더민주*** 2.468 .471 11.800
정의당/더민주** 1.443 .542 4.232
국민의힘/더민주** 1.826 .631 6.209
열린민주/더민주 -.308 .985 .735
기타정당/더민주 .355 .916 1.426
무당파/더민주*** 2.022 .391 7.553

윤총장 사퇴 1. 매우 긍정-4.매우 부정** -.463 .158 .629
국정 지지 2. 매우 긍정-4.매우 부정*** 1.178 .217 3.248
부동산 정책 3. 매우 긍정-4.매우 부정* .606 .258 1.832
상수항 -5.613 .898 .004

*p<0.1, **p<0.05, ***p<0.01, n=608, Nagelkerke R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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